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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한해 원장님께서 저희 진료협력센터에 보내주신 관심
과 성원에 힘입어 2016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음을
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2017년에도 승승장구하시는 한해가 되시고
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
▣ 제 14대 홍인표 을지대학교병원장 취임
2016년 12월 1일 홍인표 성형외과 교수가 범석홀에서 병원장 취임식을 시
행하였다.
홍인표 원장은 충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·대학원에서 석·박사
를 취득했다.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을 지냈고 2015년 9월 을지대학교
병원으로 옮긴 후 성형외과장으로 재직해왔다.
국내는 물론 중국, 몽골, 우즈베키스탄, 라오스 등을 다니며 구순구개열과
화상흉터, 손발기형 등 선천성 기형 소아 환자 3천여명을 상대로 무료수술봉
사 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공헌활동과 의료봉사활동에 매진해왔다.
이 공로로 2012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공직의사 봉사상을, 2013년에
는 서울시의사회로부터 한미참의료인상을 각각 수상했다.
또한 제 7~8대 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다문화연대 제 3대 이사장으로 다문화가정을
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벌이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.
홍인표 원장은 “을지재단의 설립이념인 „인간사랑 생명존중‟의 가치를 담아 을지만의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.
무엇이든 을지가족과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, 함께 발전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‟라고
하였다.

▣ 협력의료기관 원장 초청(직계가족 포함) 휴일 검진은 2017년 3월 ~ 4월 시행 예정입니다.
검진종류로는 기본검진, 정밀검진, 프리미엄검진, 남성암 ▪ 여성암 특화검진, 심혈관 ▪ 뇌혈
관 특화검진 등 이 있습니다.
확장 이전한 건강증진센터에서 고품격 서비스로 진행 예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진료협력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 (☎ 042-259-1145~6) 홈페이지 (http://health.emc.ac.kr)

<신축 건강증진센터 내 ▪ 외부 전경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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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제2회 소아청소년과 연수강좌 개최
11월 26일 3층 범석홀에서 대전▪세종 ▪충청지역의 개원 의사를 대상으로
“제2회 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연수 강좌를 개최했다.
이번 연수 강좌는 „전문강의 진료 노하우 전수‟를 주제로 지역사회의 건강
증진을 담당하는 개원의와 다양한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
누고자 마련됐다.
프로그램은 흔히 보는 소아 수면질환, 식품 알레르기 업데이트, 성조숙증
바로 알기, 소아 만성 변비, 진료실에서 볼 수 있는 신생아 증상들 쉽게 풀
어가기, 비디오로 감별하는 경련유사증상 등 순으로 진행됐다.

▣ “협심증 및 심근경색의 이해 및 관리” 건강강좌
진료협력센터 주관하에 간호부 박은실 파트장이 10월 18일 부터 대전 중구
보건지소에서 112명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진행하였다.
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교실 중 “협심증 및 심근경색의 이해 및 관리”라는
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에서 협심증 및 심근경색 원인, 증상, 예방법 등에 대
해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,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흥을 얻었다.

▣ 2017년 진료협력센터 교육 및 행사 안내
주요내용
교육

행사

일정

협력의료기관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

5월

협력의료기관 대상 감염, 안전관리 교육

3월, 9월

협력의료기관 대상 휴일 종합검진

3월

요양병원 초청 간담회

6월

우수 협력의료기관 대상 연찬회

11월

※ 병원사정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♣ 전화번호 안내
핫라인

업무시간

진료협력센터

042) 259-1145~1146 /
E-mail: ejrc@eulji.ac.kr
Fax)042-611-3100

평

일 : 오전 8시 30분 ~ 오후 5시 30분
(12시~13시 점심시간)
토요일 : 오전 8시 30분 ~ 오후 12시 30분

응급의료센터

042) 259-1119, 611- 3251 /
010-7618-9911 (24시간 Hot-line)

24시간

권역외상센터

042) 611-3251~3 /
010-2685-1199 (24시간 Hot-line)

24시간

통합콜센터

1899-0001

오전 7시 ~ 오후 10p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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